
비만 특허동향 분석

식품산업진흥본부

  본문에서는 항비만 소재에 한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최근의 기술동향, 출원인  국가에 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의 우 황  기술 분야별 황, 기술의 주요 분포도 등을 악하 으며, 

분석결과를 도식화된 그래   맵핑(mapping)을 통해 체계 이며 다각 으로 나타내어 련 특허

기술 동향을 정리하 다.

※ 한국, 일본, 미국, 유럽 특허 상세리스트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정보센터(http://infocenter.kfri.re.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Ⅰ. 정보 조사  분석

1. 특허 조사 

  본 특허분석은 비만기술과 련된  세계특허

를 상으로 검색하 다. 

1.1. 검색식

  검색식은 주요 검색어인 비만과 련된 유사어

들을 조합하 고, 국제특허분류에서비만의 분류를 

포함하고 있는 A 섹션의 일부 클래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 다.

1) 특허분류체계를 국제 으로 통일시킬 목 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한 strasbourg 정'

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75년 

10월에 제정한 국제 으로 통용되는 기술분야

별 분류기호로써 섹션(section), 클래스(class), 

서 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 그룹(sub-group)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

져 있으며, 특허문헌의 체계 인 분류, 검색, 

배포  리를 통하여 특허문헌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진하기 

한 것이다. 섹션별 기술분야는 A(생활필수) 

B(처리조작, 운수) C(화학, 야 ) D(섬유, 종이

류) E(고정구조;토목건축), F(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 ) G(물리학) H ( 기) 8개 섹

션이며 면역 련 를 들어 구조를 보면 다음

과 같다.

집
특 항비만 소재기술분야 국내 ․외 연구동향



78    특집/비만 특허동향 분석

A 61 P 03 04

섹션

생활필수품

클래스

건강 생학 의학 
는 수의학

서 클래스
화합물 는 의약품
제제의 치료효과 

메인그룹

사 질환용 의약

서 그룹

식욕억제 

분류 검색식 비고

keyword

(식이조 *(식이 ADJ 조 ) 비만* 항비만*

(diet adj control) corpulence (mast adj cell) fatness obestic obesity 

mastocytoma mastocyte pyknic adiposi* antiobestic)

*이하 포함된    

어미 모두 

국제특허분

류
1)

A01* 농업; 임업; 축산; 수렵; 포획; 어업

* 분류 단계    

클라스이하     

모두 검색

A21* 식용 가루반죽; 제빵

A22* 도살; 육(肉) 처리; 가 류 는 어류의 가공 

A23*
다른 클라스에 속하지 않는 그것들의 처리; 식품 는 

식료품

A24*
담배(Tabacco); 엽권담배(Cigars); 지권담배(Cigarettes); 

흡연용구

A61K*

의약용, 치과용 는 화장용 제제  조성물(혼합물), 조

성물의 제조공정 는 조성물을 사용하는 치료방법으로

서 표 된 부분 

 * 서 클라스

 특정분야 제한

표 1. 분석 상 특허기술 범

    ) A61P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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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조사 국가 조사건수 상 DB 

한국 628건 공개/등록 특허

미국 1,688건 공개/등록 특허 

일본 961건 공개/등록 특허

EP 334건 공개/등록 특허 

WO 853건 공개특허

표명 특허 DB에 표기된 실제 출원인명

Pfizer

- Pfizer Inc

- Pfizer Limited

- 화이자 인코포 이티드

- 화이자 로덕츠 인코포 이티드

Merck

- Merck ∋Company  Incoporated

- Merck & Co., Inc.

- Merck &Amp; Co., Inc.

Eli Lilly Company 

- Eli Lilly &Amp; Co

- Eli Lilly And Company

- 일라이 릴리 앤드 캄 니

- 일라이 릴리 앤드 캄 니 피터 지. 스트링거

한국 한의학 연구원
-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한국 한의학 연구원

Bms

- Bristol Myers Squibb Co

- Bristol-Myers Squibb Pharma Company

- Bristol-Myers Squibb Company

Schering

- Schering Corporation

- Schering Ag

- 쉐링 코포 이션

표 2. 출원인 표명 리스트

1.2. 검색건수

  각국 검색건수는 아래와 같다.  

  각국 특허를 검색한 결과 총 4,464건이 수집되

었다.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특허는 2005년 

8월까지 공개/등록된 특허이며, 단 일본 문특허

(PAJ)는 2005년 3월( 문번역 작업상 5개월 정도 

공개시기 지연됨)까지 공개된 특허로 범 를 정하

다.

1.3. 출원인 표명화 

  본 동향분석은 주요국가 특허를 모두 수집했기 

때문에 같은 출원인임에도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

가 많아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한

가지의 표기 형태로 출원인명칭을 통일하 다. 이

때 같은 계열의 회사일 경우 같은 출원기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출원기 으로 볼 것인지

를 결정하여 표명을 설정하 으며, 주요 출원인

에 해 설정한 표명들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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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출원의 경우는 동명이인인 경우를 고려하

여 같은 국가내의 출원 건일 경우 출원인 주소를 

통해, 다른 국가일 경우는 우선권번호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표명을 설정하 다.

Ⅱ. 특허동향분석

1. 주요 국가별 특허동향 

  비만 련 주요특허 출원 국가인 한국, 일본, 미

국에 해서 분석하 다. 

1.1. 한국 특허동향 

   

1) 연도별/건수 동향 

  한국 특허를 상으로 년도별로 출원건수의 동

향을 살펴본 그래 이다.

그림 1. 연도별 출원건수 분석 

 

연도 1983 1987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1 2 3 1 5 6 14 13 12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수 21 18 20 23 72 80 125 135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만 련 최  출

원은 개인 발명가에 의해 1983년에 출원된 “식물

성 단백 인조미”에 한 것이다. 4년 후 1987년 

스웨덴의 아코 뤼 메델 에이비 뷔른 올란더의 

‘비만치료용 장용성 제제’가 출원될 때 까지는 소

강상태가 지속되다가 그 후부터 꾸 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2000년  들어서는 속히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내/해외출원인 비율 분석 

  그림 2에서 보면 한국에서 해외출원인 출원비

율이 27%정도로 1980년 부터 외국인 출원이 꾸

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2000년  들어서도 외

국인 출원 비율은 지속 으로 높다.

그림 3. 연도별 신규출원인수 분석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1의 출원건수

와 마찬가지로 신규출원인수도 1990년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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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씩 증가하다가 2000년  들어 속히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만과 련된 기술이 

’90년  들어 계속 발 해 오다가 2000년  들어

서면서 새롭게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출원이 많

아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향후 기술이 확산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기술 유율 분석 

  특허 검색 시 비만 련 검색 키워드 조합과 함

께 국제특허분류를 ("A01* or A21* or A22* or 

A23* or A24* or A61K*")으로 제한하 으므로, 

사용한 국제특허분류의 하 분류인 MainGroup과 

SubGroup에 해서만 기술분석을 하 다. 

그림 4. 국제특허분류(MainGroup) 유율 분석 

표 3. 국제특허분류(MainGroup) 기술내용

IPC 기술 내용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A61K-031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A61K-035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

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그림 4를 보면 상  3개 기술그룹이 73%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비만 련 식품류나 의약품 제제에 한 특허

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유율을 

보이고 있는 A23L-001(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기술에 해 세부기술별 순 를 

보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기술 A23L-001에 한 세부 기술별 

순 분석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23L-001 기술 즉, 

비만 련 식품기술 에서도 A23L-001/29 (식품

의 양개선; 다이어트식품) 련 기술이 압도 으

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3) 기술별 진입시기/진입기간 분석  

그림 6. 기술별 신규진입시기/진입기간 분석

  그림 6은 기술별 신규 진출시기와 진입기간을 

나타내주는 분석결과로 출원시 으로부터 기술개

발시기 는 시장진입시기를 간 으로 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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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출원건수별 상  10개 기술에 한 신규

진입시기와 진입기간을 살펴보면 그림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A61K-031(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

는 의약품 제제) 련 기술이 ’88년도에 가장 먼  

진입하여 재까지 꾸 하게 출원이 되고 있다. 

이 기술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 일본, 미국 등이 

동시에 진출한 것으로 보아 비만 의약품 제제 

련 기술이 80년  후반에 주요 국가들에서 활발

히 연구되었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술들은 부분 90년  들어서 

진입하기 시작하 다.

4) 기술별 시계열 분석

그림 7. IPC MainGroup별 시계열 분석

  부분의 세부기술들이 연도가 지날수록 출원

건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90년  

반까지는 주요기술들의 출원건수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2000년을 기 으로 A23L-001(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과 A61K-031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A16K-035 

(반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기술의 출

원건수가 상 으로 크게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5) 출원인별 유율 분석 

  체 특허를 상으로 출원건수별 다출원인 상

 9 까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상  9 권 안

의 출원인의 유율은 체 특허건수의 13% 정도

에 불과하다. 

Pfizer
17%

MD BIOALPHA
15%(주) 바이오 뉴트

리젠
13%

(주) 바이오랩
11%

박평일
8%

태평양
8%

Eli Lilly
Company

6%

크리스탈지노믹
스 (주)

6%

한국한의학연구
원

16%

Pfizer
한국한의학
연구원

MD 
BIOALPHA

(주) 바이오
뉴트리젠

16 16 15 13

(주) 
바이오랩

박평일 태평양
Eli Lilly 
Company

크리스탈
지노믹스 (주)

11 8 8 6 6

그림 8. 출원인 유율 분석

  즉, 비만 련 기술은 특정 출원인에 의해 연구

되거나 독 되지 않고 다양한 출원인에 의해 기

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Pfizer나 Eli Lily Company와 같은 외국 기업이 

상 에 랭킹 되어 있어 특정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유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상

의 유일한 개인발명가인 박평일은 느릎나무 련 

특허를 2003년에 8건 출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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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원인 공동출원 기술 내용 

한국한의학연구원 

SK 미칼(주)

- 비만억제용 조성물 

- 혼합 생약재를 이용한 비만 억제용 조성물

로코바이오텍(주)

이지클럽(주)

- 식이섬유를 함유하는 비만 방용 감자라면  비만 방용    건면의 제조

를 한 분말 조성물

두산인재기술개발원 

두산개발(주)

- 비만 방지 효과가 있는 한약재를 원료로 한 차 조성물     이의 제조 방

법

(주)구푸

한국식품연구원 

- 고수율 고순도로 이토스테롤을 생산하는 방법

- 생약재 추출물을 함유하는 비만 억제 조성물  이를 유효    성분으로 하

는 건강 보조식품 

(주)리얼바이오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반을 이용한 비만 개선 식이 조성물

(주) 

MD바이오알 (주) 이

티앤지

- 비만의 치료  방 효능을 지닌 인삼속 식물 다당체

- 사활성을 진시키는 탄시논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함    유하는 비만 

 사증후군 치료제

(주)엠바이오랩

진양제약

- 솔잎, 녹차  홍차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비만     변비 치료

용 조성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일동제약(주) 
- 당 강하 작용을 갖는 닭의장풀 추출물

한국디디에스제약 

한서바이오텍 (주)
- 항비만  항콜 스테롤 효과를 나타내는 보이차 조성물

표 4. 주요 출원인별 공동출원 기술

6) 출원인 상 분석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소, 기업체들 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국식품연구원과 구푸는 2000년에 비만 련 

보조 식품 등의 특허를 2건 공동출원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비만 련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소도 SK

미칼과 2002년과 2003년에 생약재를 이용한 비만 

억제용 조성물 련 공동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출원의 약 7%는 벤처기업과 연구소

간에 이루어졌으며, 비만 련 식품기술이 차지하

는 비 이 높아 의약품보다는 진입장벽이 상

으로 낮은 바이오식품 분야로 기술개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출원인 진입기간 분석

그림 9. 출원인 진입기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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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그림 1에서 연도별 출원건수를 보면 2000

년  들어 출원건수가 격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상  출원인이라 하더라도 특허 출원건수가 많지 

않고 매년 출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만 련 연구개발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것

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최다 출원인인 Pfizer의 경

우만이 꾸 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출원인/기술 상 분석 

  출원인/기술 상 분석에서는 상  9개 출원인과 

상  9개 기술에 해 기술 상 분석을 하 다. 

출원인마다 주력하는 기술이 각각 다른데, 로 

출원인 Pfizer와 크리스탈지노믹스(주)는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주)

바이오뉴트로젠은 A61K-031(유기활성성분을 함

유하는 의약품 제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MD 

BIOALPHA의 경우는 A61K-035 (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련 기술에 한 연구개발이 집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출원인/기술 상 분석

9) 발명자 이동 황 

발명자 출원인 출원기간
출원
건수

곽태환

개인발명 2002 2

MD BIOALPHA 2002-2004 13

KT&G 2003-2004 2

김선

(주)팬제노믹스 2003  5

태평양 2003-2005  3

김형민

유토텍 2000 1

TDS Pham 2002 1

김형민한약연구소 2002 1

한국죽염공업 동조합 2003 1

한얼식품 2003 1

표 5. 주요 발명자별 출원이력과 이동 황

  표5에서 보면 주요 발명자들의 출원이력  연

구한 기 의 이동 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발명자 

곽태환은 2002년 개인발명 2건을 하고 MD 

BIOALPHA에 입사하여 비만 련 13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MD BIOALPHA의 

총 출원건수가 15건인 것을 감안하면 발명자 곽

태환이 MD BIOALPHA의 핵심 연구자임을 알 수 

있다. KT&G에서 2건이 표시된 것은 MD 

BIOALPHA와 KT&G의 공동연구로 표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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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본 특허 동향 

1) 연도별/건수 동향 

   일본 특허를 상으로 연도별로 출원건수의 

동향을 살펴본 그래 이다. 

그림 11. 건수동향 분석 

연도 1975 1976 1979 1980 1981 1982 1983

건수 1 1 1 3 4 13 14

연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건수 18 25 14 17 18 17 17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건수 25 31 42 36 38 58 50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건수 58 60 78 92 96 73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만 련 최  출

원은 1975년도 Nippon Shinyaku의 “Foods, Drinks, 

and Preparation Thereof”으로 그 이후 80년  들

어서면서 꾸 하게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악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원건수 추

이(그림 11)와 마찬가지로 신규출원인수도 꾸 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기술 유율 분석 

   특허 검색 시 비만 련 검색 키워드 조합과 

함께 국제특허분류를 "A01* or A21* or A22* or 

A23* or A24* or A61k*"으로 제한하 으므로, 

사용한 국제특허분류의 하 분류인 MainGroup과 

SubGroup에 해서만 기술분석을 하 다.

 그림 12. 연도별 신규출원인수 분석

그림 13. IPC(MainGroup) 유율 분석

표 6. 국제특허분류 기술별 내용

IPC 기술 내용 

A61K-031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A61P-003 사 질환용 의약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A61K-035 비만제, 항알 르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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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을 보면 의료품 제제 분야인 A61K-031

이 20%, A61P-003이 12%로 가장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식품분야인 A23L-001

이 가장 높은 유율을 보이는 것과는 조 이

다. 가장 유율이 높은 A61K-031 분야에 해 

더욱 세부기술별 다출원 순 를 보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기술 A61K-031에 한 하 기술별 

랭킹 분석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61P-003/04(식욕 

억제제; 비만 치료제)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A23L-001/30(첨가물이 함유된 것), 

A61K-035/78(식물로부터의 물질) 순으로 출원건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술별 진입시기/진입기간 분석 

그림 15. IPC(MainGroup)별 신규진입 분석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활성성분을 함

유하는 의약품 제제 분야인 A61K-031과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분야인 

A23L-001과 비알코올성 음료 분야인 A23L-002는 

이미 75년에 최 로 기술진입을 시작하 고, 그 외 

비만 련 분야는 부분 80년  후반 들어서야  

연구 개발에 들어가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4) 기술별 시계열 분석

  그림 16과 같이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

품 제제인 A61K-031분야와 사 질환용 의약인 

A61P-003 분야는 2000년  이후 다른 기술 분야

에 비해 상 으로 출원건수가 속하게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는 비만

련 연구가 식품분야보다는 의약품제제 연구에 집

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9. IPC MainGroup별 시계열 분석

5) 출원인 유율 분석 

  체 특허를 상으로 출원 상  10 권의 동

향을 살펴본 결과, 상  10 권 안의 출원인의 

유율은 14%로 비만 련 기술은 특정 출원인에 

의해 연구되거나 독 되지 않고 다양한 출원인에 

의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상 권에 개인발명가가 많으나 일본

은 상  20 권 내에서도 모두 기업체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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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원인 공동출원 기술 내용 

- Fuji Oil Co Ltd

- Tajimaya Shokuhin KK
- 두 7S 로블린 고함유 두부

- Gotoo Corp

- Nippon Besseru KK

- Health Auxiliary Preparation Containing 

  Leaf of Mulberry and Health Auxiliary 

  Beverage and Food

- Gotoo Corp

- Kashima Koji

- Absorption Inhibitor against Cholesterol 

  and Lipid

- Ichimaru Pharcos Co

- Fuji Seiyaku:KK

- Processed Food and Beverage Containing

  Polysaccharide Component

- Kakunai Juyotai

  Kenkyusho:KK

- Freunt Ind Co Ltd

- New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Ameliorating Quality of Life, Method for

  Producing New Food and Use Thereof

- Kanebo Ltd

- Kanebo Foods Ltd

- Lipolytic Food

- 지방분해 진 액상 식품

- 당질 흡수 억제제  식품

- Kibun Food Chemifa Co

- Agency of Ind Science

- Kibun Foods Inc

- Antiallergic Agent and Anti-Inflammatory 

  Agent

표 7. 주요 출원인별 공동출원 기술

이다. 즉, 일본에서는 기업체나 연구소가 비만기

술 연구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KANEBO

1 4 %

KAO  CO RP

1 4 %

O SAKA CHEM

LAB

1 2 %
F ANCL CO RP

1 2 %

T AKEDA CHEM

IND LT D

1 0 %

T ERUM O

9 %

T AISHO

8 %

Pfizer

7 %

NIPPO N F LO UR

M ILLS  CO  LT D

7 %

AG ENCY  O F  IND

SCIENCE

7 %

그림 17. 출원인 상  10  유율

Kanebo Kao CORP
OSAKA 
CHEM 
LAB

FANCL 
CORP

TAKEDA 
CHEM 
IND LTD

21 20 18 17 15

TERUMO TAISHO Pfizer

NIPPON 
FLOUR 
MILLS 
CO LTD

AGENCY 
OF IND 
SCIENCE 

13 12 11 10 10

6) 출원인 상 분석

  Fuji Oil과 Tajimaya Shokuhin은 두 7S 로

블린 고함유 두부 련 특허를 공동 출원하 고, 

Kanebo와 자회사 Kanebo Food는 2002년도에 지

방분해 진 액상 식품과 당질 흡수 억제제  

식품 등 비만 련 공동연구를 통해 출원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7) 출원인 신규진입 / 진입기간 분석 

그림 18. 출원인 신규진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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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출원인 출원기간 출원건수

Fujikawa Akio

Osaka Chem Lab 1983 7

Horiuchi KK 1984-1985 3

Nagaoka Koryo KK 1985 1

Kakagome Kazuya

Nikka Uisukii KK 1985 2

Agency of Ind Science 1985-1997 9

Hokuren Federation of Agricult Corp 1995 1

Kibun Food Inc 1996 1

Oka Shuichi

Agency of Ind Science 1985-1997 7

Hokuren Federation of Agricult Corp 1995  1

Kibun Food Inc 1986  3

표 8. 발명자 이동 황 

그림 19. 출원인 진입기간 분석

  그림 18은 출원인이 비만 련 기술을 처음 출

원한 출원연도를 표시한 것이고, 그림 19는 출원

인 진입기간을 분석한 것으로, 각 출원인별 비만

련 기술 출원의 지속성을 악할 수 있다. 출원

빈도수가 많은 출원인  Takeda Chem Ind가 80

년에 제일 먼  비만 련 출원을 시작하 으나, 

진입기간 분석을 보면 그 이후 90년  반까지 

거의 출원하지 않다가 90년  후반 들어 련 특

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Osaka Chem도 ’81년도에 진입하여 ’85년까지 꾸

히 특허출원하 으나 그 이후에는  특허출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만 련 연구가 단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유일한 다국  기업인 

Pfizer는 ’95년에 일본 진출을 한 것도 악할 수 

있다. 

             

8) 출원인/기술 상 분석

그림 20. 출원인/기술 상 분석

  상  출원인들은 체로 A61K-031(유기활성성

분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분야에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데, Terumo과 Osaka Chem는 A23L-001 

(식품 는 식료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 련 

연구에 집 하고 있고, Fancl은 A61P-003( 사 

질환용 의약) 련 연구개발에 더 집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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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명자 이동 황 

  표 8에서 보면 발명자들의 출원이력  연구한 

기 의 이동 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발명자 

Fujikawa Akio는 Osaka Chem에서 한해 7건을 

출원할 정도로 연구활동이 왕성하 으나, 그 이후 

두 회사를 옮기면서 출원건수가  어들면서 

1885년 이후에는 비만 련 출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발명자 Kakagome Kazuya의 경우는 

Nikka Uisukii KK에서 1985년에 2건을 출원하

고 그 이후 Agency of Ind Science에서 1997년까

지 9건을 출원하면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외의 기 에서의 출원

은 연도가 겹치는 것으로 보아 동명이인으로 보

인다.

  이와 같이 발명자 이동 황은 주요 발명자들을 

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용하긴 하나 

동명이인일 경우가 있으므로 출원기   시기를 

잘 악할 필요가 있다. 

1.3. 미국 특허 동향 

1) 연도별/건수 동향 

그림 21. 연도별 출원건수 분석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 1 4 2 4 2 11 10 6 7 6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6 11 9 11 14 14 13 9 22 8 19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40 71 35 55 53 94 91 219 297 302

  미국 특허를 상으로 년도별로 출원건수의 동

향을 살펴본 결과, 최  출원은 1972년 Sandoz 

Inc.의 “Substituted benzylidene hydrazines for 

treating hyper-glycemia, obesity and inflammation” 

이다. 이 특허를 시작으로 출원건수가 서서히 증

가되면서 2000년  반이후 출원건수가 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2에서 보면 연도

별 출원건수가 조 씩 계속 증가하는 것(그림 21)

과 같이 신규출원인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비만 련 기술이 성장기에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2. 신규출원인수 분석

 

2) 기술 유율 분석 

  특허 검색 시 비만 련 검색 키워드 조합과 함

께 국제특허분류(A01* or A21* or A22* or A23* 

or A24* or A61K*)로 제한하 으므로, 하 분류

인 MainGroup과 SubGroup에 해서만 기술분석

을 하 다. 

그림 23 IPC(MainGroup) 유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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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기술 내용

C07D-413
2개 이상의 이종원자 고리를 함유하고 그  어도 1개가 이종원자로서 

질소와 산소 원자만을 갖는 이종원자 고리 화합물 

C07K-014
20이상의 아미노산을 갖는 펩티드; 가스트린(Gastrins); 소마토스타틴

(Somatostatins); 멜라노트로핀(Melanotropins); 그  유도체 

C07D-401
이종원자로서 질소 원자만을 갖는 2개 이상의 헤테로 환을 함유하고, 

그  어도 1개가 질소 원자만을 갖는 6원환인 이종원자 고리 화합물 

C07K-007 그 유도체; 배열이 완 히 확정된 아미노산을 5∼20개 갖는 펩티드 

표 9. 화학분야 기술분류

  그림 23을 보면 유기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의약

품 제제 분야인 A61K-031가 무려 54%의 압도

인 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한국, 일

본의 경우는 IPC A 섹션이 모두 상 를 차지하

으나, 미국의 경우는 상  10개  네 개가 IPC 

C분류(화학․야 )로 나타났다. 비만자료 검색 시 

IPC를 A분류(생활필수품 분야)로 한정하 으나, 

해당 IPC가 특허마다 2개 이상의 기술분류로 

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상이다. 상  네개 C분

류(화학․야 )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가장 유율이 높은 A61K-031분야에 

해 더욱 세부기술별 랭킹을 보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에서 보면 A61K-031/44(축합하고 있지 않

은 피리딘; 그들의 수소화 유도체) 분야를 선두로 

하여 10개의 상  세부기술들이 건수에 큰 차이

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4. 기술 A61K-031에 한 하 기술별 

랭킹 분석

3) 기술별 진입기간 분석  

그림 25. 기술별 신규진입기간 분석

  그림 25와 같이 A61K-031(기활성분을 함유하

는 의약품 제제), A61K-035(구조를 알 수 없는 

물질 는 반응 생성물을 함유하는 의약품 제제), 

A61K-009(항원 는 항체를 함유한 의료품 제제)

는 70년  반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A61K-031분야 기술만이 재까지 꾸 히 출

원되고 있다. 반면 A61K-009는 80년  반 들어

와서, A61K-035는 90년  들어서 다시 연구되고 

있으며, C07분류에 속하는 세부 기술분야들은 80

년  반 이후에나 연구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4) 기술별 시계열 분석

  그림 26에서 보면 특이하게 A61K-031 기술이 

다른 기술에 비해 상 으로 많은 건수가 출원

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격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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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

와 달리 특정 분야 기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 IPC(MainGroup)에 한 시계열 분석

5) 출원인 유율 분석    

Pfizer

24%

Eli Lilly

Company
13%

MERCK

10%
Wyeth

10%

Novo Nordisk
8%

Schering

7%

Sepracor

6%

AVENTIS

5%

BMS

5%

BAYER

5%

Hoffmann-La

Roche Inc.

7%

Pfizer Eli Lilly 
Company

MERCK Wyeth Novo 
Nordisk

Schering

79 43 36 36 26 25

Hoffmann-
La Roche 
Inc.

Sepracor AVENTIS BMS Bayer 기타

23 21 18 18 18 1404

그림 27. 출원인 유율 분석

  체 특허를 상으로 출원인 상  10 까지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상  10 권 안의 출원인의 

유율은 체에서 20%로 낮은 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일본보다는 상 권의 유율이 높은 

편이다.

 

그림 28. 출원인 신규진입 분석
 

6) 출원인 신규진입 / 진입기간 분석

그림 29. 출원인 진입기간 분석

  그림 28에서 보면 Bayer와 Pfizer 등이 70년  

비만 련 기술개발을 제일 먼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그림 29의 진입기간 분석을 보면, Pfizer

의 경우는 90년  반 들어서야 본격 인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 Bayer도 상  

출원인  가장 먼  진입하 으나 꾸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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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즉, 

부분의 상  출원인들은 90년  반 이후에 비

만 련 연구활동을 본격 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으로 악된다. 

7) 출원인/기술 상 분석 

그림 30. 출원인/기술 상 분석

  그림 30을 보면 주목할 이 부분의 출원인

들이 A61K-031 기술에 집  연구하고 있는 반면, 

Eli Lily Company는 그 외 A61K-039와 C07K-007 

기술분야에도 연구가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 주목할 만하다. 

Ⅲ. 총  분석

  Ⅲ장에서는 주요국가 뿐만 아니라 수집한 총 

4,464 건에 해서 동향 분석을 실시하 다. 조사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유럽, 국제특허이다. 

1. 국가별 건수 분석

  비만 련 특허를 출원한 국가는 국제, 유럽을 

포함하여 총 5개국이나 우선권국가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US) 일본(JP) 국(GB) 유럽(EP) 덴마크(DK)

1355 562 336 183 155

독일(DE) 한민국(KR) 랑스(FR) 스웨덴(SE) 이탈리아(IT)

123 123 93 56 33

그림 31. 우선권국가별 순  분석

  우선권 국가분석은 자국특허를 출원하고 해외 

출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특허만을 분석 상에 포

함한 것으로 요도가 매우 높은 특허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을 보면 미국이 1355건으로 

압도 으로 높고 다음으로 일본, 국 순으로 나

타나고 한국도 7 에 올라와 있다. 

2. 우선권 국가별 시계열 분석

  그림 32에서 보면 미국이 출원건수가 압도 으

로 많으며, 모든 국가가 매년 출원건수가 증가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 출원 건이 

격히 어든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특허 

건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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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가별 시계열 분석

그림 33. 우선권 국가별 진입시기 분석  

3. 국가별 신규진입 분석 

  국가별 진입시기를 분석해 보면 국, 독일, 

랑스 순 이다. 미국의 진입시기가 늦은 것은 해외 

출원된 우선권국가 자료만 가지고 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자국내 출원은 일  했지만 해외출원

이 그만큼 늦어진 것이다. 한국은 92년도에 상  

10개국 에서는 제일 늦게 진입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34. 체 출원인 순  분석

4. 출원인 랭킹 분석 

  체 자료에서 상  15 권에 있는 출원인의 

순 를 살펴보면, Kao Corp 일본기업을 제외하고 

부분의 출원인은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다. 특

히 Merck와 Pfizer는 미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많은 건수의 출원을 하여 비만시장의 상

당부분을 유하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일본 내에서는 Kanebo가 Kao보다 출원건수가 많

았으나 체국가 자료에 의한 출원인 분석에서는 

Kao가 상 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Kao가 

상 으로 해외 출원 등으로 해외 시장을 더 많

이 공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주요 출원인 신규발명자수 분석 

  미국과 일본의 출원빈도수 1 인 Pfizer와 Kao

의 신규발명자수 분석결과를 보면 Pfizer는 1977

년에 한건 출원이 있었으나 그 이후 출원건이 없

다가 94년부터 신규 연구원을 투입하 으며 2000

년  들어서 평균 30명 정도의 연구원을 매년 신

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  반이

후 비만 련 연구개발을 집 으로 수행하고 있

음을 보여 다. 일본의 Kao는 ‘91년 이 에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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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로 개발을 시작하여 5명 내외의 신규 연구

원을 투입하다가 2001년에는 20명의 신규 발명자

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2000년  들어 더 많은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5. Pfizer의 신규발명자수 분석

그림 36. Kao의 신규발명자수 분석

6. 출원인/기술 상관분석

  그림 37에서 보면 부분의 상  출원인들은 

A61K-031 분야에 집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데, Eli Lily Company의 경우는 A61K-039에 

더 많은 비 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악

된다. 한 A23L-001분야는 기술면에서는 상  3

로 출원빈도수가 높으나 주로 한국과 일본에서 

출원되는 경향이 있어 체 상  출원인과 기술

과의 상 계에서는 건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림 37. 출원인/기술 상  분석 

Ⅳ. 심층 특허분석

1. 심층 특허분석이란

  심층 특허분석은 각각의 기업 는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기술에 한 R&D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특허분쟁의 여지를 사 에 방

지하고자 악된 특허기술 동향결과를 토 로 하

여 기술발 도 분석(출원시장율 분석, 핵심기술의 

발  추이분석 등)과 권리분석(타 특허와 가

능성 측, Patent Family Map, Claim Point Map 

등)을 세부 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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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림 1> 출원 신장율 분석

2. 심층특허 분석내용

1) 기술발 도 분석

 ․ 출원신장율 분석 : 년 비 출원건수 신장율

을 이용하여  기술이 도입기, 성장기, 발

기, 성숙기, 쇠퇴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악하는 분석. < 시 그림 1>

 ․ 연도별로 출원인수와 핵심기술 기술의 발

도를 추측하는 분석 < 시 그림 2> 등

2) 권리분석  

 ․  가능성 측 : 코드 리에서 등록한 기

술구성요소의 결합도에 따른 측값을 보여

주는 분석  

 ․ Patent Family Map : 각 특허의 응특허, 

지정국 등을 발췌하여 보여주는 리스트 

 ․ Claim Point Map : 각 특허의 청구범 , 검토

의견 등을 발췌하여 보여주는 리스트 

 ․ 특허요지 리스트-1 : 각 특허의 서지  사항, 

록, 청구범 를 정리한 리스트  

 ․ 특허요지리스트-2 : 각 특허의 서지  사항 

 표도면, 검토의견, 응 략등을 정리한 

리스트  < 시 그림 3>

 ․ 요지 맵 : 록 심으로 정리한 리스트  

 ․ 특허지정 리스트 :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항목을 

임의 로 지정한 리포트 형태의 출력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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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술
분류

1986 1988 1989 1991 1992

지방 사

조
JP1994- 

1827804

Osaka chem 

lab

항 비만식품

 

JP1989-02939

49

Advance co 

ltd 

칼로리제한과 

장내 유용 

미생물 생육을 

돕는 식품 

조성물

US4980191

The dow 

chemical co

소화기 에 

의해 가수 

분해되는 

칼로리 

유지 체 

조성물의 

제조방법

JP1998- 

2747569

Minami 
masayuki

지방산 축  

억제, 정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antiobese 
함유 건강 

음료

EP1992-51

1587

Takeda 

chem

루카곤, 

잔탄유도체, 

티아민으로 

구성된 

축 된 

체지방의 

이동  

사를 

진하는 

다이어트 

음료

식욕억제 US4833128

Solomon

L-phenylala
nine을 
포함한 식욕  
억제하는 
식이조성물

EP1987-02
27339

Imperial 
Chemical 
Industries 
Plc

비만 조 용 

Xamoterol 

US4963386

Nabisco inc

다수 에스터 
/에테르 
분획이 
polycarboxyl
ate에 결합된 
복합체로 
구성된 
칼로리
지방 체물

US5137744

Dainippon 
seito

당 하 

효과가 있는 

칼로리 

당류 

흡수억제 

물질

US54844623

McLean

액에서 

포화지방을 

낮추는 

식이성분

< 시 그림 2> 등록연도별 출원인수와 비만 핵심기술의 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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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그림 3> 특허요지리스트

Ⅴ. 결 론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만기술의 

주요 국가로는 미국이 압도 으로 높은 출원건수

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 국/독일/ 랑스 등의 

유럽,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출원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비

만분야 기술의 시장진입 시기가 상  국가에 비

해 늦은 경향이 있으나,  2000년  들어서면서 새

롭게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출원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이는 비만 련 소재  식품개발에 주력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한국은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 출원인의 동향을 

의주시하고 개발기술 분야  주요 시장을 어디

로 잡을 것인지의 목표를 정해 해당 기술 분야의 

틈새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상  출원인을 보면 Kao, Merck, 

Pfizer로 분석되었는데 이  2개사가 미국으로 이

는 세계 각국에 미국이 많은 건수의 출원을 하여 

비만시장의 상당부분을 유하며, 해외 출원 등으

로 해외 시장을 더 많이 공략하고 있음을 시사하

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상  주요 기술분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비만 련 특허기술은 A23L-001(식품 는 식료

품; 그들의 조제 는 처리)의 식품분야가 유율

이 높은 반면, 미국, 일본은 식품보다는 의약품 제

제 련 특허가 주를 이루고 있어 차별화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이오식품이 의약품 분야

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식품 련 기술을 심

으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비만 분야의 주요 기술의 

로드맵을 조속히 작성하여 효율 인 비만 련 

바이오식품 분야의 기술에 주력한다면 식품과 의

약품 분야에 가교로 작용하여 양 산업의 활성화

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우 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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